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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은 1957년 창설된 이후 현재까지 동북아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아연은 동북아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고 세계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아시아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하는 것에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연구하는
네트워크의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연은 세계적 수준의 동아시아지역 종합연구소로 뻗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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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콜로키움·강연회·워크숍·세미나
[비교사연구센터 세미나] 제64차 비교사 세미나
아연 비교사연구센터에서는 동아시아역사를 중심으로 인접 분야나 인접 주제 연구자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개별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좀 더 객관화, 상대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한국학 연구 수준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교사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는 기존 연구성과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새로운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제: 아라사키 모리테루저, 김경자 역,“오키나와 이야기”(역사비평사, 2016)
일시: 2017년 10월 19일 (목) 오후 4:00
장소: 아세아문제연구소 312호
주관: 아세아문제연구소 비교사연구센터
주최: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북한연구센터 세미나] 러시아 대북정책의 과거, 현재 및 미래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는 2017년 10월 20일(금) 12:00-14:00에 전(前) 러시아 경제공사를 역임한 박병환 상명대 초빙교수를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러시아 대북정책의 과거, 현재 및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바라 본 북한과 동북아 정세를 살펴보고,
러시아 대북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발표에 대해 임재천 고려대학교 통일외교안보학과장과 박종수 (사)글로벌경제평화연구소 이사장이 지정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제: 러시아 대북정책의 과거, 현재 및 미래
사회: 남성욱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발표: 박병환 (전(前) 러시아 경제공사, 상명대 초빙교수)
지정토론: 임재천 (고려대학교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 부교수/통일외교안보 학과장)
박종수 ((사)글로벌경제평화연구소 이사장)
일시: 2017년 10월 20일 (금) 12:00~14:00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통일심포지움] 지속가능한 한반도 건강공동체의 새 지평- 한반도의 위기국면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북핵 위기로 한반도가 처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습니다. 바로 이 때 한반도의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고, 암울한 비관적 상황을
낙관적 지평으로 역전시키고자 고려대학교 통일관련 유관기관들이 함께 통일심포지움을 준비했습니다.
일시: 2017년 10월 25일 14:00~16:00
장소: 백주년기념관 지하1층 국제원격회의실(B109)
주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통일보건의학협동과정
주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고려대학교 통일보건의학협동과정
고려대학교 동일외교학부
후원: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통일부

[북한연구센터 세미나] 1950년대 동독과 북한의 함흥, 흥남시 건설 협력프로젝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는 2017년 11월 3일(금) 12:00-14:00에 신동삼 독일 함부르크대 공학박사를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1950년대 동독과 북한의 함흥, 흥남시 건설 협력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구동독의 북한에 대한 원조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함흥과 흥남지역이 공업도시로 발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해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발표에 대해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과 이재호 現 동신대교수(前 동아일보 논설실장)가 지정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제: 1950년대 동독과 북한의 함흥, 흥남시 건설 협력프로젝트
사회: 남성욱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발표: 신동삼 (독일 함부르크대 공학박사)
지정토론: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
이재호 (現 동신대교수 前 동아일보 논설실장)
일시: 2017년 11월 3일 (금) 12:00~14:00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비교사강좌] 오키나와 역사를 통해 동북아 역사 새롭게 이해하기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는 오키나와 역사를 통해 동아시아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비교사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어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오키나와는 근대 이전 류큐왕국을 건설해 조선,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계무역의 거점을
형성하였고 일본에 합병된 이후 동화와 저항, 차별을 겪으며 조선, 대만, 사할린 등과 함께 제국일본을 구성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막대한 희생을 치른 뒤 미군 점령기를 통해 ‘기지의 섬’이 되어 일본에 ‘복귀’한 오키나와는 ‘동아시아 교차로’에 위치한 동아시아 교역과
군사의 요충지로 기능해왔습니다. 따라서 오키나와는 동아시아의 역사를 설명하는 핵심고리라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그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류큐/오키나와의 역사와 문화, 현재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인식을
심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사회: 방광석(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제1강 11월 3일 금요일
주제: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고 오키나와의 일본
강연자: 최인택(동아대학교 중국일본학부 교수)
제2강 11월 10일 금요일
주제: 류큐병합과 저항, 그리고 동화론 대두
강연자: 박훈(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
제3강 11월 17일 금요일
주제: 오키나와의 동화와 차별, 아이덴티티
강연자: 이지원(한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제4강 11월 24일 금요일
주제: 오키나와 ’조국복귀운동’ 의 역설: 일본화에서 탈일본화로
강연자: 김민환(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
장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비교사연구센터
BK21+고려대학교한국사학미래인재양성사업단
주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중국연구센터 세미나] 19차 당대회의 평가와 전망
19차 당대회를 통해 중국은 개혁개방시대를 넘어 신시대에 진입하였음을 선언하고, 신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시진핑의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에서는 시진핑이 이끌어갈 ‘신시대의 중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치, 외교,
군사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일시: 2017년 11월 29일 15:00~19:00
장소: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최: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컨퍼런스] Asian Economic Outlook and Challenges to Sustained Growth and Stability
아세아문제연구소는 BK21+ 한국경제사업단과 공동으로 ‘Asian Economic Outlook and Challenges to Sustained Growth and Stability’
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제: Asian Economic Outlook and Challenges to Sustained Growth and Stability
일시: 2017년 11월 24일 (금) 9:30~18:15
장소: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BK21+ 한국경제사업단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후원: 한국연구재단
언어: 영어

[국제학술회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 모색
북한의 반복되는 핵 및 미사일 실험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해결방안을 둘러싼 논쟁 등 한반도의 안보정세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행스런 것은 사드문제로 인해 경색되었던 한중관계가 관계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중 간의 협력조건이 확보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와 지린대 동북아연구원은 한국과
중국의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반도 평화를 가능하게 할 한국과 중국의 협력방안을 탐핵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일시: 2017년 12월 8일 9:00~18:00
장소: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회의실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중국 지린대 동북아연구원
후원: 한국연구재단,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차이나랩
언어: 한중 동시통역

[비교사연구센터 제3회 콜로키움]‘식민정책학’
의 이단아,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内原忠雄)
의 식민지 정책론
아세아문제연구소 비교사연구센터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연구자와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비교사콜로키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3회 주제는 <’식민정책학’의 이단아,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内原忠雄)의 식민지 정책론>이었습니다.
강연자: 이규수(히토쓰바시대학 한국학연구센터 교수)
주제: ‘식민정책학’의 이단아,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内原忠雄)의 식민지 정책론
일시: 2017년 12월 13일(수) 16시~18시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비교사연구센터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국제학술회의] 중일전쟁과 난징대학살
주제: 중일전쟁과 난징대학살
일시: 2017년 12월 15일(금) 14:00·18:00
장소: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후원: 경인문화사, 南京大學出版社

>> Publication

[아세아연구] 통권 170호 (60권 4호)
[논문]
이헌주 姜瑋의 燕行과 對中國認識의 변화
김용갑 한국 멥쌀 떡 발달배경
손기영 헤겔적(Hegelian) 공동체 구상과 국가 성찰: 독일과 대만의 사례를 통하여
박유성 · 이선미 제19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 분석: 투표행태, 세대갈등, 그리고 정치이념 갈등
김상욱 · 윤지원 중국인 유학생 대학생활 적응지수의 지역별 비교
최가형 일본사회의 부흥 내셔널리즘과 부상(浮上)하는 일본어의 힘: 3.11 동일본대지진 발생 이후의 재난시(震災時)와 재난단카(震災短歌)를
중심으로
대림검 동아시아 공동체에 있어 동아시아 해역 공간의 재인식

[아연번역총서] 2. 일본인의 경제관념- 역사에서 보는 이단과 보편
[저자 소개]
다케다 하루히토
도쿄대학교 명예교수. 근현대 일본경제사 전공. 저서로『仕事と日本人』
(ちくま新書, 2008),『高度成長』
<シリーズ日本近現代史8>
(岩波新書, 2008),『脫 · 成長神話 歷史から見た日本経済のゆくえ』
(朝日新聞出版, 2014) 등 다수 있음.
[목차]
제1장 기업과 출자자 - 기업의 영속성을 요구하는 생각은 어떻게 정착하였는가?
제2장 시장과 경쟁 - 경쟁과 협조의 공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3장 계약과 분쟁해결 - 신회에 기초한 애매한 계약이 일본의 특징인가?
제4장 노동규율과 고용의 보장 - 일본인들이 근면한다는 일반적 인식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제5장 국익과 정부 - 일본기업의 국익지향이란 무엇인가?
* 책 소개, 세부목차 및 필자 소개는 <홈페이지_출판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ARI Members

연구 논저
제목:

Wage Structure and Gender Earnings Differentials in China and India

저자:

Jong-Wha Lee(소장), Dainn Wie

출판정보: World Development, 제97권, 2017. 09.
제목:

China’s economic growth and convergence

저자:

Jong-Wha Lee(소장)

출판정보: World Economy, 제40권, 11호, 2017. 09.
제목:

Is This the Asian Century?

저자:

Jong-Wha Lee(소장)

출판정보: World Scientific / 144 pages, 2017. 10.
제목: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의 이론과 실태

저자:

윤인진(부소장) 엮음

출판정보: 북코리아, 2017.12.
제목:
저자:

『조선무역협회통보』를 통해본 중일전쟁시기 조선의 對中貿易
송규진(HK교수)

출판정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93집, 2017.12.
제목:

중국이 구상하는 세계질서 상(像) : 중국내 국제정치학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이정남(HK교수)

출판정보: <국제정치논총> 제57집 4호, 2017.12.
제목:

‘조선군인’ 가네코 데이이치(金子定一)와 대아시아주의운동

저자:

이형식(HK교수)

출판정보: <역사와 담론> 제84호, 2017.10.
제목:

북한의 6차 핵실험이후 트럼프 미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와 전망

저자:

남성욱(북한연구센터장)

출판정보: <통일전략>, 2017.11.
제목:

북한의 화장품 정책과 성분 분석에 관한 연구 64개 기초 및 색조화장품을 중심으로

저자:

남성욱(북한연구센터장) 외

출판정보: <통일문제연구> 제29권 2호, 2017.11.

아연 연구진 동정
이종화 소장
1. 국제학술회의 좌장
학술회의명: Asian Economic Outlook and Challenges to Sustained Growth and Stability
일시:

2017.11.24

장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 국제학술회의 좌장
회의명:

18th World Knowledge Forum

패널주제:

New Economic Growth Engine

일시:

2017.10.17

장소:

서울

3. 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좌장
학술회의명: ADB Institute and Asian Growth Research Institute Workshop on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nd Intergenerational Transfers in Asia
발표주제:

Human Capital and Income Inequality

일시:

2017.11.14

장소:

일본 Asian Global Institute, Kitakyushu City

4. 국제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Northeast Asian Structural Reform and Regional Cooperation
발표주제:

Challenges of the Republic of Korea’s Sustained Growth

일시:

2017.09.14

장소:

일본 동경대학교

5. 국제학술회의 토론
학술회의명: 한국은행-IMF-PIIE Conference Prospects and Challenges for Sustained Growth in Asia
패널토론주제:Invention, productivity, and the evolution of East Asia’s innovation systems
일시:

2017.09.6-8

장소:

서울 포시즌스 호텔

6. 국내학술회의 주최
학술회의명: 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일시:

2017.12.15

장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LG-POSCO Hall

윤인진 부소장
1. 국내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2017년 한국사회학회 정기사회학대회
발표논문제목:한국인의 사회정의와 인권 인식
일시:

2017.12.15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 국내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2017년 한국사회학회 정기사회학대회
발표논문제목:연변 지역 조선족 청소년의 사회심리적응 유형과 결정요인: 개인적 자원, 가족적 자원, 사회적 자원의 효과를 중심으로.
일시:

2017.12.15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3. 강연
학술회의명: 2017년 국회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추계세미나
강연논문제목: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과거 · 현재 그리고 미래
일시:

2017.11.1

장소:

그랜드 워커힐 서울, 비스타홀

4. 강연
학술회의명: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이주와 귀환, 그리고 디아스포라)
강연논문제목:Co-ethnic Return Migration and Community Formation in Korea
일시:

2017.11.10

장소:

전남대 사회과학대학 교수회의실

송규진 HK교수
1. 국제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중일전쟁과 난징대학살
발표논문제목:일제의 중일전쟁 도발과 병참기지정책
일시:

2017.12.15

장소: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이정남 HK교수
1. 국내학술회의 토론
학술회의명: 중일전쟁 80주년 기념 학술대회- 역사 속의 중일 간 갈등과 한반도 평화국제학술회의
토론논문제목:21세기 패권경쟁시기 중국과 일본의 갈등과 한국의 국가전략
일시:

2017.11.3

장소:

동북아역사재단

2. 국제학술회의 토론
학술회의명: 2017 中韓未來 展望硏討會-韩中未来展望研讨会 如何寻找东北亚的和平稳定的突破口;新時代中韓關係
토론논문제목:新時代中國與韓半島關係展望
일시:

2017.11.10

장소: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3. 국제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第十八届 中国韩国学国际学术研讨会
발표논문제목:美中竞争时代韩国对中国的认识和政策-以韩国内中国专家的认识为中心
일시:

2017.11.17

장소:

중국 베이징대학

4. 국제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East Asian Cooperation Conference 2017-”Belt and Road Initiative” and Regional Coperation in East Asia
발표논문제목:中国的“一带一路”战略与韩半岛政策
일시:

2017.11.18

장소: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회의실

5. 국내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19차 당대회의 평가와 전망
발표논문제목:19차 당대회와 중국의 집단지도체제의 제도화
일시:

2017.11.29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대회의실

6. 국제학술회의 토론
학술회의명: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지린대 동북아연구원 공동회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중협력 방안 모색
토론논문제목:中國對北核問題的立場與對應方案
일시:

2017.12.8

장소:

고려대 인촌기념관 대회의실

7. 국내학술회의 토론
학술회의명: 2017년 중국 대내외 정세평가
토론논문제목:2017년 중국의 국내정세
일시:

2017.12.24

장소:

인천 송도 쉐라톤호텔

8. 강연
강연명:

새로운 한중관계의 모색

일시:

2017.12.7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9. 강연
강연명:

『정양석의원 외교정책 토론회11』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질서 재확립, 그리고 한중관계

일시:

2017.11.8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윤형진 HK교수
1. 국제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Séminaire EFEO Paris
발표논문제목:Community Organizations in the Colonial East Asia and its legacy-Focused on ‘Baojia’
일시:

2017.11.11

장소:

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Paris)

김종태 HK연구교수
1. 국제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국제학술회의 트랜스내셔널 인문학: 도전과 전망
발표논문제목:Developmentalism in Northeast Asia: Cross-nation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일시:

2017.12.2

장소:

한양대학교

>> ARI in Mass Media
• 이종화_ [중앙시평], 블라인드 채용이 성공하려면, 중앙일보, 2017.12.21
• 이종화_ [중앙시평], 거품경제를 예방하는 이자율 인상, 중앙일보, 2017.11.23
• 이종화_ [중앙시평], 혁신 성장을 위해 버려야 할 것, 중앙일보, 2017.10.26
• 이종화_ [중앙시평], 외화위기 20년 후, 무엇이 다른가?, 중앙일보, 2017.09.21
• 이종화_ Inequality comes to Asia, Project Syndicate, 2017.11.20
• 이종화_ South Korea's looming crisis, Project Syndicate, 2017.10.2
• 윤인진_ CNN World Sport Presents : More than a Game, 2017. 12. 23
• 남성욱_ [포럼]北 추가 도발說과 ‘블러디 노즈’ 작전, 문화일보, 2017.12.26
• 남성욱_ [포럼]본격화하는 ‘인권 탄압’ 對北 제재, 문화일보, 2017.10.30
• 남성욱_ [포럼]北核, 6·25 때 기획된 적화통일用이다, 문화일보, 2017.09.18
• 이정남_ [시진핑 신시대 제언2(외교)] 일본, 동남아, 유럽 등으로 외교관계 다변화해야, 나라경제, 2017.12
• 이정남_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강대국 중국의 21세기 미래 전략제시, 안보현안분석, 2017. 10.30
* 기사내용은 <홈페이지_연구소 소개_언론에서 본 아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